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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세계 각국의 ‘ 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과 기

가스 배출 규제와 맞물려 화석 연료형 차량들은 그린카로 

표되는 ‘친환경  기자동차’로 변모하여 그린카 형태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근래에 각 을 받고 있는 하이 리

드형 기자동차(HEV), 연료 지자동차(FCV), 기자동차

(EV)의 출 이 표 인 이며, 그린 카는 주로 4륜 승용

차를 상으로 비약 인 발 을 거듭하는 가운데 기존의 

용 ATV 차량과 스쿠터, 오토바이 등도 덩달아 가솔린 엔

진에서 기 축 지(연료 지)를 이용한 기 모터구동 

기차량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구자석 동기의 

등장으로, 유도 동기  벡터제어 컨트롤러와 함께 소형구

동 운반 장치로써 자 거, 스쿠터, 골  카, 휠체어 분야에도 

많은 항을 미쳐 이미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동

구동에 의한 제품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기

술은 기자동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제품성능개선이 상

으로 용이하여 자동차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는 에 비추어 속도로 발 할 망이다.[1] 

2륜형 포츠 차량은 기존 휘발유엔진과 달리 앞뒤 바퀴

에 2 의 모터를 장착하여 모터 부하상태에 따라 평탄한 길 

주행과 속도가 낮을 경우에는 1 의 후륜 모터로 구동한다. 

이와 반 로 경사길 혹은 Off-Road와 같이 부하토크가 과

하거나 고속 주행시에는 ,후륜 2 의 모터를 동시에 구

동함으로써 각 모터용량을 이고 축 지 류소모량을 최

소로 하고 있다. 그 지만, 후륜 모터의 선택은 운 자가 

차량의 운  상태에 따라 수동으로만 앞뒤 바퀴모터를 선택

하고 있어 운 자에게는 불편함과 최 상태 운 이 어려운 

상태로 이에 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 2륜 포츠 

차량의 모터 드라이버 회로설계측면에서 큰 부하 류로 인

해 드라이버(IPM) 소자의 발열처리 문제가 매우 어려운 애

로기술 의 하나이며, 특히 모터 1  운 에서 2 로 환

시 기동 류의 증 로 인해 력소자가 괴되는 사례가 빈

번히 발생하여 기차량의 신뢰성 향상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한 Off-Road 상태에서의 자동차 축에 걸리는 

토크의 변화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동기 부하(차량의 

구동 토크)의 상태변화가 매우 많아서 동 안정도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즉, 기차량에 비해 모터 드라이버에서 요구

되는 성능조건은 훨씬 까다롭고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2].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까다로운 설계조건을 만족시키

고 노약자를 비롯한 여성운 자에게도 보다 편리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기 스쿠터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해 

2륜구동 기 스쿠터의 후륜 자동 환 기능을 갖는 모터 

드라이버 개발사례를 심으로 주요 기술  요소와 성능 평

가결과에 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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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 스쿠터 모형

Fig. 1 Figure of Electric Scooter  

2. 모터 드라이버 주변회로 설계

2.1 후륜 자동 체의 개념

후륜 모터 자동 체 기능은 2륜 포츠 기차량 모터

의  회 역에서 최소한의 력소모량으로 사용하기 

해 2 의 BLDC 모터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속과 고속 

주행용 2단 자동변속기를 내장시킴과 동시에 차량 주행에 

합한 변속  모터제어 시스템을 소 트웨어 으로 구

하는 것으로, 2단 자동 환 시스템을 내장한 BLDC 모터 제

어시스템을 갖는다. 그림 2에서 자동 체 기능의 개념을 나

타내고 있다. 즉, 정상운  에 일정속도 이상이 요구되거

나 일정 토크 이상이 요구될 경우에 부하 토크  부하 속

도에 따라 자동 으로 후륜모터와 륜 모터 상호간 환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 때 두 바퀴 모터에서 기계

 요소와 기 인 요소에서 Bumpless Transfer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 자동 환 속도-토크 곡선

Fig. 2 Auto-Transferring Speed-Torque Curve 

2.2 모터  드라이버의 성능요건

이를 해 요구되는 각 부품별 성능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모터 성능요건 

∘ 36V, 500W  BLDC 모터 2 로써 1,600rpm에서 

20.0N.m 이상 토크 발휘 

∘ 고효율(90%)화 모터 설계

∘ 스쿠터 앞뒷 바퀴(휠) 내부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기존 

모터에 비해 10%이상 축소된 외형과 Outer Rotor형 

모터 채택

∘ 모터는 18슬롯, 24극의 BLDC 모터를 사용 

(2) 모터 드라이버 성능요건 

∘ 후륜 모터구동 ↔ 륜 모터구동의 자동 환 기능에 

의한 Bumpless Transferring와 순간 인 돌입 류 상

승에 내구성이 있을 것 

∘ 구동 안정성을 갖으면서 정격 류  과부하 내력을 

가질 것 

(3) 컨트롤러 성능요건 

∘ 모터제어  구동신호를 발생하는 고유기능

∘ 모터속도 제어를 한 속도측정 신호를 홀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소 트웨어 으로 처리

∘ 후륜 ↔ 륜 모터구동의 자동 환 기능    

∘ 회생 이크 동작을 한 제어설정 최 화  

∘ 모터의 류를 측정하여 모터에 주어지는 부하 정도를 

연산하고, 정된 류 값에서 자동 환 시스템에 시

그 을 달 

∘ 동 시스템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 잔량 시그

, 회 수 인지, 이크 신호 인식, 악셀 이터 신

호 인식 등 기능 내장  

2.3 회로 설계의 주요 고려사항

이러한 성능요건을 만족시키기 해 설계에서 고려된 주

요한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다.

 

∘ BLDC 모터의 구자석 자성체로 출력 도를 높이기 

해 잔류자속 도가 높고 보자력이 크며, 온도계수가 

낮은 희토류계의 네오디뮴(NdFeB) 자성재료를 사용한

다.

∘ 모터의 철심재료는 모터 효율을 높이기 해 3차원

으로 등방성이며 고주  와 류손실이 은 연자성분

말 철심을 사용한다. 

∘ 감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차륜 바퀴를 직  구동방식을 

채택한다.  

∘ BLDC 모터 드라이버 용 마이콤(Microchip사 

30F4012)[3]를 용하며, 용 소 트웨어 개발도구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필요시 사용자가 소스 로그램을 

손쉽게 변경 가능한 구조와 방법으로 설계한다.

∘ 부하 속도  토크 검출을 해 류센서  속도센서 

루 를 설계하되, 속도센서는 홀소자 센서 입력신호를 

활용하여 연산한다. 

(1) MCU 하드웨어 설계 요소

후륜 구동모터를 해 2개의 마이콤 MCU를 사용하

으며, 토크 제어를 해 류센서를 사용하 으며, 모터 속

도측정 신호와 BLDC 모터의 6-Step 스 칭을 해 자극 

치검출 Hall Sensor를 사용한다. 마스터 MCU와 슬 이  

MCU간에는 UART 통신을 통해 상호 필요한 데이터를 교

환한다. 그림 3에서 모터 드라이버의 주요 구성도를 나태내

고 있다. 

모터속도 검출을 별도의 속도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인버

터 스 칭소자에서 필요한 Hall 소자 신호를 이용함으로써 

속도센서 소자를 이는 효과와 신호의 복잡성을 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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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자 회 수(rpm) = 홀소자 1상 캡쳐 카운터수 

(1 간) × 120 ÷ 극수

그림 3 2륜구동 모터 드라이버 구성도

Fig. 3 Motor Driver Configuration of 2 Wheels Driven 

Electric Scooter

(2) 홀소자와 속도검출

홀센서의 기본구조는 그림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즉, 

도 율 인 물질을 자속 도 
의 자장 내에 넣어 물질에 

와 수직으로 류 도 
를 흘리면    

의 수직방향

으로 계 
이 발생한다. 그림에서와 같은 구조의 시편에 

자계가 형성될 때 자나 양공(hole)이 외부자기장에 의하여 

로 쯔의 힘을 받게 되어 시편 양단에 압(홀 압)이 발생

하며, 홀 압 Vh와 자기장 B와의 계는   이며, 

K는 감도상수[mV/mA/KG], IC는 제어 류[A], B는 자속

도[G]를 나타낸다[4]. 

홀소자 센서는 원래 러시리스 동기의 회 자 구자

석의 자극 치를 검출하기 해 사용된다. 즉 회 자의 회

에 따라 자극의 회 각의 변화를 홀소자 센서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회 자 이동에 따른 홀소자 센서 신호 형을 그림 

5에서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A, B, C상으로 배치된 홀

소자는 회 자의 회 각에 따라 기각 360도의 주기로 1상

(A상 기 )의 입력신호를 캡쳐하여 이 신호를 이용하여 회

자의 기계  회 수를 연산한다. 즉, 

그림 4 홀센서 측정원리

Fig. 4 Hall Effect Sensor

그림 5 회 각과 홀센서 형

Fig. 5 Hall Sensors Signal with 

Rotor Angular Position  

(3) 축 지 방 상태 측정회로

기 스쿠터는 축 지에 장된 기 에 지를 이용하므

로 축 지 잔류용량을 정확히 검출하여야만 축 지 수명을 

연장하고 기장치를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해 

축 지 잔류 압 측정에 의한 잔류용량의 측이 필요하다. 

그림 6에서 축 지 종류별로 축 지 방 에 따른 셀당 압

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연축 지의 경우에 거의 95% 

방 에 다가왔을 때 격히 단자 압이 하강하고 100% 방

된 상태가 된다. 100%방 되기 이 에 반드시 재충 하여 

사용하여야만 축 지 수명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축 지 

셀 압 측정에 의한 방 상태를 정확히 측하는 기술이 

매우 요하다. 

그림 6 축 지 종류별 방 량과 셀당 압

Fig. 6 Battery Discharge Characteristics

그림 7 연축 지의 방 량과 셀 압측정

Fig. 7 Battery Discharge Measurement Curve 

 

그림 8 축 지 압측정 원리

Fig. 8 Battery Discharge Voltag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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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로를 이용한 셀 압은 그림 7과 같이 선형화한 측

정량을 사용하며, 셀 압의 미소변화 량을 측정함으로써 축

지 방 량을 보다 정확히 측할 수 있다. 이를 해 축

지 셀 단  압 측정을 해 그림 8의 회로를 구성한다. 축

지 측정회로를 통해 설되는 류량을 최소화하기 해 

압측정 항을 가능한 큰 항으로 선택하고 단자 압 측

정 항의 크기는 가능한 작은 용량으로 선정해야 한다. 

3. 모터 드라이버 소 트웨어 설계

3.1 소 트웨어 모듈 구성  기능

모터제어용 마이콤은 dsPIC30F4012 (마이크로칩사)를 활

용하여 BLDC 모터 용 MCU를 사용하 다. 이 IC 칩의 장

은 BLDC 모터 구동에 합하도록 6-Step의 PWM 신호

를 발생하여 소 트웨어 구조를 획기 으로 단순화하여 

로그램 개발이 매우 용이한 이다. 그림 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로그램 모듈은 크게 속도제어루  연산과 상태기계

(Main State Machine)  비동기 통신상태 기계(UART 

Communication Machine)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  

모듈로써 속도측정 연산모듈과 토크 연산모듈  축 지 잔

량표시 모듈로 구성된다. 이 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Main State Machine은 그림 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후륜 모터간 부하토크와 부하속도에 따라 자동 체가 가

능하도록 모드 비교 시 스와 State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본 인 State 변화와 함께 속도 측정에 의한 폐루

 제어를 한 PI 제어루 [14]를 구성한다. 속도제어기의 

출력은 속도 가변을 해 PWM 모듈로 입력되며, 6개로 구

성된 인터터의 상  3개 Arm스 치(A,B,C상)에 속도 가변

량에 해당되는 PWM 펄스폭을 가변한다. 이밖에 마스터 

MCU와 슬 이  MCU간에 상호 통신을 해 UART 통신 

모듈이 제공되며, 통신을 통해 주고 받는 신호는 자동 환

당시에 상 방 모터의 속도측정치이며, 이는 자동 환 후에 

동기화된 속도로 구동되어야만 2개 바퀴 휠에서 공회  없

이 Bumpless Transfer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9 소 트웨어 모듈의 구성도

Fig. 9 Software Module Configuration 

그림 10 Main State Machine 로그램 흐름도

Fig. 10 Flow Diagram of Main State Machine

한편 BLDC 모터 인버터 구동을 해 6개의 Arm 스 치

를 구동해야 하고 특히 속도 가변을 해 속도 오차에 해당

하는 PWM 신호를 발생해야 한다. 이를 해 MCU 모듈에 

내장된 PWM과 6 스텝 스 칭 모듈을 활용한다. 속도변화

에 따른 6 스텝 류(Commutation) 인터럽트 루틴의 흐름

도를 그림 11  12에 나타낸다. 

 

그림 11 속도제어를 한 PWM 신호 발생

Fig. 11 PWM Generation for Spe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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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버터 류와 6 스텝 스 칭 선도

Fig. 12 Inverter Commutation with 6-Step Switching 

Sequence Diagram

4. 시물 이션  시험결과

4.1 시물 이션  구동시험 결과분석

후륜 모터 상호 체에 따른 한 속도  토크를 찾

아내기 해 시스템 시물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13은 모

터 1  운 시 스텝형태의 속도지정에 한 속도 추정능력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에서는 모터 1 (후륜모터) 운  

상태에서 2  운 ( 륜모터 Off→Run 동작) 환시 모터의 

속도 추종과 Bumpless Transfer 기능을 시물 이션 하 다. 

본 시물 이션을 통해서 자동 환을 한 최 의 속도는 최

속도 60km/h(1,600rpm)를 정규속도로 잡고 이를 기 으로 

이 속력으로 수 (10 ) 이내로 격히 상승해야 하는 경우

에도 1  →2 로 환이 가능하며, 반 로 2  → 1 로 

환도 동일한 속도에서 가능하다. 이 경우 앞뒤 바퀴의 회

속도는 동일한 속도에서 Bumpless Transfer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시물 이션은 최악의 상태를 고려한 

조건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다소 완

화된 상태에서 운 하도록 하여도 속도 추종능력과 모터 부

하 류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실제 로그램 설계에서는 이보다 낮은 42km/h (1,120rpm) 

속도를 자동 환 기 속도로 설정하 다. 한편, 그림 15와 

16에서는 모터 1   2  운 시 부하 류의 추종성과 

환에 필요한 정격 류치를 시물 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본 시물 이션 결과에서 부하 류는 모터 1  기  최  

류치(16.0A)에서도 큰 무리가 없으며, 2  운 시에도 각 

모터의 부하 류는 동일한 부하 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한, 모터 1 →2 (혹은 2 →1 )로 환에 따른 부하

류의 크기는 각 모터 1  운 시에 비교할 때 동일한 부하

류 크기로 각각 부담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후

륜모터 환시에 후륜 모터 각각에 균등한 토크를 부담하

며, 환에 따른 모터 부하 류에서 돌입 류의 큰 부담 없

이 한 조건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해 다. 본 시물

이션은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물 이션한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다소 완화된 상태에서 운 하도록 

하는 것이 속도 추종능력과 모터 류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후륜 모터 의  환

조건을 표 1와 같이 제시하 다. 본 시물 이션 결과를 통해 

모터의 류 추종능력은 모터 인버터의 류용량(50A정격 

선정) 범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제량이며 부하 류 증가

에 따라 구동소자 발열에 의한 소손 상을 방지할 크기로 

제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그림 17과 18에서는 모터  드라이버의 구동 시험

을 수행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7에서는 A상의 홀센서 

신호의 측정 PWM 출력신호를 나타낸다. 그림 18에서는 각 

상별의 모터입력 압 형을 나타낸다. 

운 조건
속도 토크

비고
정상속도 최고속도 정상운 등 운

후륜모터
20~40km/h
(600~1060
rpm)

60km/h
(1,600
rpm)

100%
(10.0N-m)

130%
(13.0N-m)

Bumpless

Transfer 

기능 

유지

후륜→

륜 모터

10 이내 속도 42.0
km/h(1,120rpm) 토크 경계 : 110% 

륜→Off 40km/h 100%

표 1 후륜 모터의 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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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모터 1 (후륜모터) 운 시 속도 응답

Fig. 13 Speed Response in case of 1 motor run 

0.00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Time [s]

-200.00

  0.0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Y
1

Ansoft LLC Speed_Current_PWM_PMDC_2XY Plot 4
Curve Info

Real_Speed2.VAL
TR

Speed2_ref_rpm.VAL
TR

Real_Speed1_rpm.VAL
TR

Speed_ref_rpm.VAL
TR

그림 14 모터 2  운  환시 속도 응답

Fig. 14 Speed response in case of two motor transfe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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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모터 1 (훈륜) 운  속도가변시 모터 류

Fig. 15 Load Current of rear motor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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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모터 2  운 시 모터 부하 류

Fig. 16 Motor load current in case of both 2 motors 

그림 17 홀센서 신호와 PWM 게이  측정 신호

Fig. 17 Hall Sensor Signal and PWM Gating Signals

그림 18 각 상별 모터입력 압 응답 측정 신호

Fig. 18 Each Phases Motor Input Voltage Waveform 

5. 결  론

후륜↔ 륜 자동 환 기능을 갖는 2륜 휠 기 스쿠터의 

동력원 설계에서 요구되는 모터와 드라이버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기능 인 설계요소의 고려사항을 제안하 다. 

즉, 본 시스템 설계를 해  -후륜 모터 드라이버의 MU

보드는 마스터 MCU와 슬 이  MCU를 설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최 의 상태에서 자동 체가 

이루어진다. 한 축 지 방 상태를 미리 모터구동 로직에 

반 하여 축 지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서 고려하 다. 한, 자동 환에 따른 앞뒤 바퀴간에 기계

인 충격과 모터 류의 기 인 충격이 완화된 조건에서 

Bumpless Transfer가 가능하도록 각 모터 회 속도와 두 

모터의 부하 류 추종성을 시물 이션을 통해 확인하 다. 

한 실제 시스템의 동작시험을 통해서 그 추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시물 이션 평가를 통해 2  모터의 자동 환

조건을 히 제안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장치는 후륜 모터의 1 →2  

(혹은 2 →1 ) 환선택을 기존의 수동 환방식에서 자

동 환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운 자의 수동조작 미숙에 

따른 고장요소 부담을 이고 자동운 의 최 화로 자동차

의 수명연장은 물론 고장요소를 배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상품의 고 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기 자동차를 비롯한 그린카 장치에 동일한 개념의 

설계 개선을 용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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